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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출판 당시 발견되

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는 자신의 제품 검증을 수행하시기 바라며, 전적으로 사용

자 매뉴얼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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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희 NTREX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제품군으로 과거에 Stella B1과 B2를 출시했고 이제는 

Stella B3까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Stella B3는 기구적 하드웨어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Open-loop 속도 제어와 Closed-loop 전류/속도/위치 제어를 할 수 있

으며, 제어기의 온도, 전압, 전류, 위치, 속도 등 제어기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 / BLDC 

모터 등을 H-bridge의 형태로 스위칭 소자들을 구성하고 각 스위칭 소자를 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Unipolar와 Bipolar 방식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스위칭 소자에 인가되는 

PWM 신호의 주파수를 18kHz부터 40kHz까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과 모터와 제어기의 안전을 위한 한계치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류/속도/

위치 제어기의 PID 게인값도 설정할 수 있으며, Stella B3 모바일 플랫폼을 구동하는 명령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설명서의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다양한 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8장 내용처럼 막강한 Motor Control UI 

Program을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tella B3를 기존의 제품보다 더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Stella 시리즈를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

한 많은 응용예제와 구동방법 및 기술 대응을 원하시면 ntrexgo.com의 엔티렉스 연구소 메뉴에 

있는 일반 주행로봇 카테고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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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사용 전 유의사항 

Ÿ 폭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부식성 물질, 물이 닿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

오. 화재나 제품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Ÿ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설치, 접속, 점검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감전 사고

나 기기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Ÿ 반드시 설치나 접속 과정은 본 설명서를 충분히 습득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

다.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Ÿ 제품과 제품의 부속품을 임의로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감전 

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탑재된 모터 제어기의 전원은 반드시 정격 범위 내의 전원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Ÿ 설치 시 케이블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구부릴 경우 피복이 벗겨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십

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Ÿ 모든 선의 연결 또는 제거할 때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Ÿ 모터 제어기의 정격 전압 이상의 과도한 전압을 인가하지 마십시오. 

Ÿ 비정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였을 경우, 다시 전원 인가 시 전체적인 설정 상태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모터 기동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Ÿ 점검이나 수리는 반드시 저희 엔티렉스 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적인 기술자 

외에 점검이나 수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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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2.1 Stella B3 

Stella는 실내환경에서 각종 주행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를 하는데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이동

형 로봇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명령어로 인해 사용자의 활용도가 증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주행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Stella B3는 MoonWalker 시리즈의 모터 제어기 기능과 프로토콜을 탑재한 모델로 Clooed-loop 

위치/속도/전류 제어와 Open-loop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C언어와 유사한 Script 언어를 가지고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tor Control UI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하며, 사용자는 손쉽게 모바일 플랫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자 설명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 포로토콜 및 UI Utility 사용 방법은 

MoonWalke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Ÿ Stella B3 구성품 

Ÿ Stella B3 제원 

Ÿ Stella B3 종류 및 옵션 조립 방법 

Ÿ Stella B3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Ÿ MoonWalker 사용자 설명서: http://www.ntrexgo.com/archives/20537 

 

2.2 구성품 

 

그림 2-1Stella B3 (모터 제어기 + 충전보드 +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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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터 제어기 

 

그림 2-2 Stella B3 모터 제어기 

Stella B3는 USB, RS-232(TX, RX, GND), CAN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 제어기 안에는 

CP2102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기를 PC에 설치하면 손쉽게 PC와 연결해서 Serial 통신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인 제어기를 거쳐서 나온 시그널 신호(RS-232 포트)를 통해 다른 

임베디드 장비와 RS-232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RJ45 커넥터 타입인 CAN 포트는 Stella B3를 구동할 수 있으며, [그림 3-3]와 [표 3-1]과 같은 핀

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2-3 CAN 포트 (RJ45 커넥터) 

 

표 2-1 CAN 포트 (RJ45 커넥터) 핀맵 

Pin Signal (Description) 

1 CAN H (CAN High bus line) 

2 CAN L (CAN Low bus line) 

3 GND (CAN Ground) 

4~6 N.C (No connection) 

7 GND (CAN Ground) 

8 N.C (No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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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충전 보드 

 

[그림 3-4] Stella B3 충전 보드 

Stella B3는 충전을 위한 보드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 보드를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TELLA B3의 전원(상판 스위치)을 OFF 시킵니다. 

2. 충전 어댑터의 A/C전원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만약 케이블이 전원 콘센트에 꽂혀있다면 

전원을 콘센트에서 분리합니다. 

3. 충전 어댑터의 동그란 부분을 위 그림의 충전 단자에 꽂습니다. 

4. 충전 어댑터의 A/C 전원 케이블을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5.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 보드의 붉은색 LED가 점등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보드의 파

란색 LED가 점등되면서 붉은색 LED는 OFF 됩니다. 

 

 

그림 2-4 충전기 및 USB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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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lla B3 제원 

표 3-1 Stella B3 제원 

배터리 12 V (7A) 연축전지 

재 질 알루미늄, 스틸(기둥 봉) 

무 게 8.5 Kg 

적재용량 7 Kg 

속 도 5.2 Km/h (Max) 

바퀴둘레 47.25 cm 

두 바퀴간의 거리 28.90 cm 

모 터 10W DC Motor (감속 14:1) 

Encoder CPR 256 

 

4 모터 및 기어 정보 

 [표 3-3] Gear & Motor Technical Data 

Motor Technical 

Data 

Rated voltage 12 V 

No-load speed 3000 r/min 

No-load current 150 mA 

Rated speed 2420 r/min 

Rated torque 40 mN.m 

Output power 10 W 

Rated current 1.3 A 

Stall torque 1080 mN.n 

Stall current 4.4 A 

Terminal resistance 4.6 Ω 

Terminal inductance 2.067 mH 

Torque constant 0.0307 (Nm/A) 

B-EMF constant 0.0313 (V rad/sec) 

Gear Motor 

Technical Data 

Reduction ratio 1:14 

Number of gear trains 2 

No-load speed 214 r/min 

Rated speed 172 r/min 

Rated torque 0.5N.m 

Max.permissible load in a short time 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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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류 및 외관 치수 

5.1 제품 종류 및 외관 

※ 실제 제품과 본 설명서에 기재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5-1 Stella B3 –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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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tella B3 + 250mm - 옵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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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tella B3 + 380mm - 옵션2 

 

 
 



   

9 

 

  

그림 5-4 Stella B3 + 250mm 2단 – 옵션3 

 

 

그림 5-5 Stella B3 상판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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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tella B3 하판 치수 

 

5.2 옵션형 조립 순서 

Stella B3는 기본형 모양으로 조립되어 배송됩니다. 중간판 및 상판 조립은 사용자가 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Stella B3의 상판과 중간판은 기둥(봉)이 연결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아래 그림처럼 홀 모양으로 상

판과 중간판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림 5-7 상판 기둥 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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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중간판 기둥 홀 모양 

 

다음은 옵션형 조립 순서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설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립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책임지니 않습니다. 

1. Stella B3의 Top의 접시머리볼트(4개)를 풉니다. 

 

그림 5-9 조립 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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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시 머리 볼트가 박혀있던 부분에 동봉된 기둥(봉)을 홀에 맞춰서 끼운 후 시계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림 5-10 조립 순서 2 

3. 스패너를 기둥(봉)의 홈에 끼운 후 시계방향으로 조여서 기둥(봉)을 단단히 고정 시킵니

다. 

 

그림 5-11 조립 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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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둥(봉) 4개를 모두 조립한 모습 

 

그림 5-12 조립 순서 4 

 

5. 상판을 기둥(봉) 홀에 맞춰 올려놓습니다 

 

그림 5-13 조립 순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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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음 풀어놓았던 나사(접시 머리)로 상판을 고정해줍니다. 

 

그림 5-14 조립 순서 6 

 

6 B3 버전 업그레이드 방법 

기존의 Stella B1과 B2의 펌웨어를 최신 펌웨어인 B3로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Stella B3 펌웨어의 통신 프로토콜은 Stella B1과 B2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Stella의 상판 나사를 풀어서 들어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모터 제어기가 보입니다. 

 

그림 6-1 Stella 시리즈 모터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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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케이블로 모터 제어기의 USB Connect와 PC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상판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켠 후, Stella 모터 제어기의 Slide SW를 [왼쪽]으로 밀어놓고 Push Button (리셋 스위치)을 

한 번 눌러 모터 제어기의 Boot Loader가 동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Flash loader Demonstrator를 

실행합니다. 

Ÿ Flash loader Demonstrator 다운로드: http://www.st.com/web/en/catalog/tools/PF257525 

 

※ Stella 시리즈 모터 제어기에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USB 포트로 연결되어야만 합니

다. CAN이나 다른 시리얼 포트로 연결하면 펌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같이 Stella가 연결된 UART Port Name과 Baud Rate, Parity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그림 6-2 Flash loader Demonstrator 실행 화면 

[Next] 버튼을 몇 번 누르면 다운로드 할 펌웨어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Download from file의 […] 버튼을 눌러 StellaB3.bin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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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Download to device 화면 

 

 

그림 6-4 bin 파일 다운로드 중인 화면 

 

Stella B3 펌웨어 다운로드가 끝나면 제어기의 Slide SW를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Push SW를 

한번 눌러 모터 제어기에 다운로드 된 최신 펌웨어가 동작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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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자료 

아래 홈페이지에서 Stella B3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Ÿ 엔티렉스:  

http://www.ntrexgo.com/ 

 

Ÿ 디바이스마트: 

http://www.devicemart.co.kr/ 

 

Ÿ Stella B3 소개:  

http://www.ntrexgo.com/archives/20685 

 

Ÿ Stella B3 판매페이지: 

http://www.devicemart.co.kr/goods/view.php?seq=107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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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서 변경 이력 

Data Version Charges 

2013. 11. 15 1.00 - 첫 출시 

2014. 02. 14 1.10 - 상세 내용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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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보증 

1.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진 제품입니다. 

2. 제품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제품 고장 발생 시에 무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3.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드

립니다. 

4. 제품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유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5.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본 보증 이내의 유상 서비스 안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따

라 유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6. 오용, 남용 및 인가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수리, 부적절한 보관상태 자연 재해로 인한 파

손은 유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7. 고객 변심 또는 구매 후 7일 이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회  사  명 (주)엔티렉스 

본 사 주 소 인천 남구 주안동 5-38 (주)엔티렉스 

전 화 번 호 070 - 7019 - 8887 

팩 스 번 호 02 - 6008 - 4953 

E – Mail 
기술문의 - lab@ntrex.co.kr 

영업문의 - stock@ntrex.co.kr 

 


